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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두견주의 효험

면천 두견주는 진달래 꽃잎을 섞어 담근 향기 나는 술이다. 연한 황갈색을 띠고 단맛이 나

며 점성이 있는데 특히 진달래 향기가 일품이다. 알코올 도수가 21도 정도인데 ‘두견주 석

잔에 5리를 못 간다’는 옛말이 있듯 은근하게 사람을 취하게 만든다. 그런 만큼 혈액순환

을 촉진시켜 피로회복을 시켜주고 성인병 예방에도 효

과가 있다고 한다. 

이 면천 두견주에는 고려의 개국 공신인 복지겸(卜智

謙)의 전설이 전해진다. 면천 복씨의 시조인 복지겸이

원인 모를 중병을 앓게 되어 면천에 와서 휴양하게 되

었는데, 면천에 있는 동안 복지겸의 병세는 날로 악화

되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차도의 기미가 보이지 않

았다. 복지겸에게는 영랑이라는 이름의 딸이 있었는데 면천 두견주의 재료로 사용되는 진달래 꽃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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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심이 지극하였다. 

“제발 우리 아버지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영랑은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아미산에 올라

매일같이 치성을 드렸다. 그렇게 100일 기도를 드리

던 날 밤, 영랑의 꿈에 산신이 나타나 말했다. 

“네 정성이 갸륵해서 나를 움직였다. 내가 아비의 병

을 낫게 할 방도를 가르쳐 줄 터이니 그대로 하거라.

아미산에 활짝 핀 진달래꽃을 따서 술을 빚되 반드시

‘안샘’의 물로 빚어 100일 후에 마시고, 뜰에 2그루의

은행나무를 심어 정성을 들이면 아버지의 병이 나을 것이다.” 

영랑은 꿈에 들은 산신의 말대로 진달래꽃으로 술을 빚어 아버지께 드리고, 은행나무를 심

고 기도를 드렸더니 아버지의 병이 나았다고 한다. 이처럼 면천두견주는 ‘지극한 효성으로

빚어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술’이라는 명약주로 알려지게 되었다. 예로부터 ‘백약지장(百

藥之長)’이라 일컬어오고 있으며, 『규합총서』, 『산림경제』, 『임원경제지』, 『동국세시기』, 『경

도잡지』 등에 소개되어 있다. 

술 빚던 영랑과 살아난 아버지, 그때의 흔적들

복지겸의 딸 영랑이 술을 빚을 때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안샘은 현재 면천초등학교 옆에 있

으며, 당진시에서 정비하여 보전하고 있다. 안샘은 아미산 줄기를 따라 몽산(해발 225m)

이 이어지고, 다시 아미산 아래로 펼쳐지는 들의 시작 부분에 자리하고 있다. 안샘은 아무

리 심한 가뭄 때라도 그 물줄기가 끊이지 않으며, 언제나 잔잔한 물이 흐른다. 샘물은 두

견주의 독특한 맛과 향기를 결정짓는데, 특히 콕 쏘는 듯 더욱 강하게 풍겨 나오는 향취가

그 매력이다. 흔히 술맛은 물맛이 좌우한다는 얘기가 정설처럼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식

이다. 특히 면천 두견주에 있어서도 양조용수를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영랑이 심었다고 전해지는 은행나무는 면천초등학교 교정 동쪽에 위치한다. 이 은행

나무 두 그루는 1990년 충청남도 기념물 제82호로 지정되었다. 은행나무 두 그루는 규모

가 비슷한데, 높이는 20m 정도, 둘레는 6m 정도이다. 

면천 두견주와 더불어 면천의 명물로 꼽히는 이 나무는 일제강점기까지만 하더라도 백로

가 많이 날아와 앉아 장관을 이루었다고 한다. 

면천 두견주 담그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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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랑이 올라가 기도했다고 하는 아미산은 당

진 8경의 하나로 해발 349m이다. 당진시에

서 최고봉의 산이다. 정상에 오르면 멀리 서

해바다와 소들강문들이 보인다. ‘아미’는 산

모양이 멀리서 보면 ‘미인의 눈썹같이 아름답

게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

다. 아미산의 위치는 행정구역상 면천면과 순

성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사실적으로는

면천면을 안고 있는 산이다. 면천 두견주의

부재료로 사용되는 진달래는 4월 초순경 이곳에서 만개한 꽃을 채취하여 술 빚기에 이용

한다. 

술에 취하고 꽃향기에 취하고

진달래가 한창 흐드러지게 피는 봄이면 면천읍성 앞 광장과 진달래 동산, 아미산 일대에서

는 면천진달래 민속축제가 열린다.

-면천 진달래 민속축제

2001년에 시작된 면천 진달래 민속축제는 충남 당진시

면천면 면천읍성 일원에서 매년 4월 중에 개최된다. 이

축제는 고려의 개국공신 복지겸이 병이 들자 그의 딸 ‘영

랑’이 아미산 진달래와 안샘물, 그리고 찹쌀로 빚은 진

달래술을 마시게 하니 병이 나았다는 전설을 기리는 행

사다.  

축제 첫날 진달래꽃을 감상하고 사진도 찍는 ‘몽산성 마루길 탐방’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

며, 이어 진달래 어린이 장사 씨름대회, 영랑아씨 효 실천 어르신 잔치, 당진시립예술단의

음악회, 사물놀이, 난타 공연, 진달래 장대높이 세우기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된다. 

둘째날에는 민요 공연, 두견주 마시기 대회, 진달래 화전 맵시대회, 새끼 꼬기 등 민속놀이

와 함께 문화유적지 탐방, 관광객 노래자랑 등이 펼쳐진다. 특히 면천 두견주 빚기 체험과

진달래 화분 나눠주기 행사도 열린다.

면천 두견주

면천 진달래 민속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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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천읍성

면천읍성은 조선시대 초기에 쌓은 전형적인 평지 읍성이

다. 읍성이란 군이나 현의 주민을 보호하고 군사적 행정

적인 기능을 함께하는 성을 말한다. 당진시 면천면 소재

지의 거의 전역을 둘러싸고 있다. 성의 둘레는 1,336m이

고 성벽은 자연석을 다듬어 축조하였는데, 저수지 공사

등의 사업에서 이곳의 돌을 빼다 써서 현재 유실된 부분

이 많다. 서쪽 성벽과 남쪽 성벽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데, 서벽의 경우 높이가 3.6m 정도

이다. 서벽의 안쪽 부분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비탈지게 쌓았으며, 바닥의 폭이 6.8m, 윗

면의 너비가 2.4m이다. 성문은 4곳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동문만 남아 있고 폭

은 8.8m이다. 성벽을 쌓는 데 사용되었던 돌에 ‘기미년’이라고 새긴 것을 볼 수 있다. 조선

왕조실록에 세종 21년(1439) 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해가 기미년으로 돌에 새

겨진 기미년은 성을 쌓은 연대로 볼 수 있다. 옛날 문헌에 따르면 성의 둘레는 3,235척(약

986m), 높이 15척(약 4.5m)이라 하였고, 적대가 7곳, 문이 3곳, 옹성 1곳, 여장 56곳이 있

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옹성 1개소, 문터 4개소, 치성 4개소가 확인되었다. 

직접 관련된 유적(물) 면천 두견주

간접 관련된 유적(물) 면천읍성

면천읍성




